중첩하는 이중의 공간, 그리고 말들(Words)
안은 밖을 향해 있고, 밖은 안의 풍경과 말(word)을 이끈다.
2018 정문경, 그녀의 공간
1
화면은 안과 밖의 이중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안보일 듯 보이는 화면이 감미롭다. 미세한 떨림이 있는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공간이 앞에 있다. 거기에는 누군가 입었을 옷이 너풀거리고, 밖을 차단해 주는 커튼이 드리워 져 있으
며, 무수히 뚫린 구멍들이 있고 너풀거리는 마음들이 녹아 있을 듯하다. 푸른빛이 감도는 파스텔 톤. 아
스라이 보이는 공간.

화면 안에 또 다른 화면. 이중의 공간. 두 개의 공간은 중첩되어 하나의 공간이 된

다.
2
푸른빛의 비단 막은 가리면서 가리지 않는다
반투명. 바탕화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을 가로 막은 화면은 견(絹)이다.
은 반투명. 속살을 훤히 내다보이는 얇은 비단.

안쪽을

가리면서 가리지 않은 막이 전면의 밖이다.

차단하지 않
옅은 푸른

빛이 도는 것은 안의 풍경이다. 여름의 바닷가. 쏟아질 듯 잘라 붙여진 문자의 인쇄물. 그리고 가로지르
는 댓가지가 하늘거리는 민소매 웃옷을 매달고 있다. ‘떨어진다’를 잘라 붙인 종이를 꼬리처럼 매단 옷.
안을 이루는 것은 말들이다.
3
앞면, 견에 그려진 옷은 안의 형태를 보완한다. 안의 형태는 밖의 형태의 반영이다. 혹은 속살이다. 이
중의 화면 구조. 바탕을 이루는 화면과 그 화면의 일정 거리를 둔 밖의 화면. 밖은 화면은 안의 화면을
가리며 겹친다. 그러나 안을 차단하지도 않는다. 안과 밖은 서로를 향해 열려 있다. 안은 밖을 향해 열려
있고, 밖은 안의 말들을 걸러 내보내면서 동시에 안과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4
안과 밖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순환 한다
안과 밖.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정문경의 세계이다.

밖으로 투

영되는 세계와 안에 실재하는 것에 대한 말들이다. 세상은 겹쳐진 견과 안의 풍경처럼 선명하게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뚫어진 구멍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선명한 이미지. 그 이미지는 화면의 몇몇 부분에 지

나지 않는다.
5
안의 화면은 안이면서 동시에 밖의 말들로 구성되었다
세상의 속살은 구멍을 통해 보여 지는 저 안의 이미지처럼 간혹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 지도 모른다.
안의 화면을 이루는 이미지는 신문, 잡지, 인쇄물, 천, 오브제 등의 콜라주와 드로잉이다. 현재를 이루고
있는 안. 그 안을 구성하는 것 또한 외부에서 온 것들로 구성되어 밖을 향한다. 안의 화면은 안이면서
동시에 밖의 말들로 구성되었다.
6
실체가 사라져도 하이힐을 신은 것은 사람이며 여성이다
하이힐(high hill)을 신은 발이 구멍이 숭숭 뚫렸다. 견으로 커다랗게 잘라 붙인 오브제. 견으로 만든
화면 위에 너풀거리듯이 붙임으로서 견으로 이루어진 하이힐이 화면 위에서 너풀거릴 수 있게 했다. 하
이힐을 신은 발. 구멍 숭숭한 스타킹. 발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실체가 사라져도 하이힐을 신은 것은
사람이며 여성이다.
7
높디높은 굽을 가진 신, 하이힐은 대외용이다. 행사를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자신을 돋보여야하는 자
리에 갈 때 착용한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하는 관계지향적인 신이다. 또한 밖을 상징하는
신이다. 이 신을 신으면 도도해 진다. 대신 발은 고통에 들어간다. 하이힐은 대외적인, 밖의 자신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신발이다. 밖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되는 힘들로 가득하다. 그 힘이 여성

들에게 하이힐을 신도록 강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타킹에 난 구멍은 스타킹의 구멍이면서 동시에 그
힘에 부대낀 여성의 현재를 의미한다. 여리게 , 혹은 아스라이 보이는 견의 부드러움 속에 하이힐에 아
픈 현재의 여성이 있다.
8
밖을 형성하고 있는 안의 말들, 구조들, 실재들이다
이중의 중첩들. 작품을 통해서 정문경이 보고자하며 보이고자하는 것은 밖을 형성하고 있는 안의 말
들, 구조들, 실재들이다. 그리고 그 안과 밖의 이중의 화면, 이중의 삶이다. 한 겹을 걷으면 보이는 실재.
삶의 정체성이다. 늘 웃음을 지며 늘 행복하며 평안해 보이는 삶의 뒤 안에는 아픔을 감내하는 실재의
삶이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 말은 견의 촉감처럼 부드럽게 들린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나 말은 확고하
다. 겉을 걷어낸

안의 실재를 볼 때 삶이 보인다고. 그러므로 안과 연결된 밖이고, 밖으로 향한 안의 언

어가 있다고. 정문경이 작품을 통해서 말을 건다.
9
천으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 옷은 몸과 가장 가깝고 밀착 가능한 것들이다. 몸을 가리면서 외부에 자신
을 드러내는 것. 옷이다. 정문경의 신작은 하이힐과 더불어 옷 시리즈이다. 관계와 관계들 사이를

지나

온 시간들의 중첩을 헤치면서 작가는 자신의 신체, 본연의 모습들을 보고자 한다.
10
옷은 밖이면서 동시에 안을 상징하고 있다
그 봄은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동시에 외부이다. 옷은 결코 신체 내(內)에 존재하지 않고 신체 외(外)에
존재한다. 실체를 가리지만 실체 내부의 추상적 이미지를 형상화 시킨다는 것에서 옷은 밖이면서 동시에
안을 상징하고 있다. 하이힐이 그러하듯 외부와 소통하는 도구이면서 내부를 드러내는 외부의 이미지가
옷이다. 속옷. 옷의 가장 내부. 동시에 신체의 외부. 속옷을 다루는 시선은 복합적이고, 중의적이다.
11
밖은 안과 연결되어 있다고. 안은 또한 세상 밖을 향하고 있다
현재의 나. 밖으로, 세계 속으로 연결된 자신과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신. 그 속에 여성으로서의 자
각이 있다. 그러므로 보려 할 때 견의 한 겹을 통과하여 안의 이미지에 닿는 시선이 요구된다.

또한 사

물이 들려주는 말들에 귀를 귀울이는 조심스런 다가감이 필요하다. 정문경에 있어서 작품은 세계 속에
던지는 화두이다. 그 화두는 거칠지 않다. 정문경의 세계는 조용하다. 바람결마저 잦아든 고요한 새벽 같
거나 오후 두시를 넘기는 초여름의 풍경처럼 조용하다. 조용한 울림은 공명한다. 파동은 긴 여운을 남긴
다. 지금 여기 내가 있고, 당신이 보는 것은 표면인 밖이며 그 밖은 안과 연결되어 있다고. 안은 또한 세
상 밖을 향하고 있다고. 작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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